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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는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궁극
적인 탐구를 지속한 작가이다. 그의 신앙의 출발점은 기독

교였으나 서구의 하나님을 체화하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말년에 이르러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으로 기독교를 재해
석 했다. 그에게 영향을 끼친 인도의 힌두적 환경은 그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의 부활 사
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확장하게 했다. 즉, 성육(incarnar-

ion)이란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

간의 모범을 보여준 성자로서 사랑의 대명사였고, 일본인
이 필요로 하는 ‘가쿠레 기리시탄’의 고통을 위무하는 모
성적 품성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야 했다. 엔도에게 예수는
죽임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예수 신화를 탄생케 하는 결과

를 낳았다. 예수와 같은 인물의 사랑과 희생의 성육사건
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반복됨으로써 또 하나의 신

화와 상징을 낳고 이것이 인류 통합과 번영의 힘으로 작
용할 수 있다.

Abstract

PJapanese novelist Shusaku Endo is a writer whose search was the ultimate limits of
human religion. While his religion began in Christianity, he struggled with embodying

and accepting the Western God, and in his later years he reinterpreted Christianity from
a perspective of religious pluralism. The Hinduism of India influenced him to expand on

the resurrection Jesus, which he could not understand, no matter how hard he tried,
into new perspectives. In other words, he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incarnation

could appear at anytime, from the viewpoint of religious pluralism. For him, Jesus was

not the son of God, but a saint who set an example of humanity. This was synonymous

with love, and became a symbol of the maternal character that consoled the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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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akure Kirishitan’, that the Japanese needed. For Endo, the crucifixion of Jesus re-

sulted in the birth of the myth of Jesus. The incarnation of the love and sacrifice of Jesus
repeats across time and environments and creates another myth and symbol, part of
the power of human unity and prosperity.

*Keywords: Endo Shusaku, Deep river, Sanctification of existence, Religious pluralism,
Metaphorical incarnation

I. 들어가며

깊은 강(深い河) 은 엔도 슈사쿠(Endo  Shusaku,  1923-1996)가 일본인의 심성에 적합한 기독교

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엔도의 소설 쓰기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모성적 사랑의 신을 추적하고 형상화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말년에 기독교와

힌두교를 습합시켜 종교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보편적인 신 혹은 초월적 실재(the Real)에 대한 다원
적 이해로 귀결되었다.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지만 기독교 교리(creed)에 회의적이었던 그는  깊은 강에 이르러 인도의 여
러 신들과 갠지스 강의 정신적 세례를 통해 일본인의 심성에 적합한 새로운 신적 개념을 탄생시키고

있다. 엔도는 갠지스 강을 초월적 사랑의 실재이자 힌두교의 환생(還生)과 불교의 윤회 개념을 포용
하는 신적 실재로 보았다. 그 신적 실재에 귀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엔도가 구현한 기독교의 예수 이
미지는 사랑과 희생의 제물로 성육하는 인물 오쓰로 나타난다.

본 발표문에서는 엔도의 신 인식이 작중인물 오쓰를 통해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여 예수

의 성육신 사건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반복되고 재생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음을 살

피고자 한다. 일본문학사에서 서구 기독교 신앙의 수용 갈등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어 온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와 호리 다쓰오의 뒤를 잇는 엔도 슈사쿠의 신 탐구 여정은 기독교의 구원론과는 다른 개
념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현하는 오쓰의 성육 사건을 통해 일본인들의 심성에 가장 근접한 신적 실
재의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본 발표의 요지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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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생의 강을 통한 종교 체험과 종교다원주의로의 귀착
1. 존재의 심연에서 경험하는 신 인식의 전환

깊은 강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존재의 어두운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공허함과 죽음에 대한 두
려움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갠지스 강을 통해 삶과 죽음, 그 너머의 초월적 지평으로 그들의 종교 경험

을 확장시킨다. 이때 갠지스 강은 차안과 피안이 무화되는 장소이자 삶과 죽음이 연결되는 통로 역
할을 한다.

아내의 유언을 따라 환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지 마을을 누비는 이소베(磯辺), 미얀마 정글에서의

처참한 퇴각을 떠올리는 기구치(木口), 야생 구관조를 찾는 누마다(沼田), 오쓰를 찾는 미쓰코(美津
子), 이들은 과거의 환영을 좇아 그들 내면의 고통에 답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들은 갠지스 강에 이

르러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 놓는다. 미쓰코가 사리로 옷을 바꿔 입고 갠지스 강에 몸을
담글 때, 그녀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짊어지고 깊은 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숙연해진다. 한쪽에서는 시신의 재를 삽으로 뿌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물을 입에 머금고 손을 씻
고 합장한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장에서 미쓰코는 그 사람들을 보듬는 강의 존재는 인간의 깊
은 슬픔을 위무하는 거대하고 영원한 실재임을 느낀다. 갠지스 강에서의 목욕은 정화와 세례의 경

험인 동시에 윤회 환생으로부터의 해탈을 기원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미쓰코는 허영을 벗어던지고
참된 자아이자 우주의 실재인 브라만에 도달하기 위해 자아 밖의 세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종교적 경험은 지난날 사랑의 흉냇짓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실재 중심(the
Real-centered)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게 한다.

오쓰(大津)는 그녀에게 그가 믿는 신의 이름을 ‘양파’라고 불러도 좋고 ‘토마토’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한다. 신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 곁에서 초월적인 실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쓰가 믿는

그 ‘양파’라는 존재는 까마득한 옛날에 죽었지만 다른 인간 안에 환생(reincarnation, 재육화)했다

고 생각한다. 불교에서의 환생은 영혼이 육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서 삶과 죽음의 무아 윤

회(rebirth, 재생)를 의미한다. 엔도가 쓰는 ‘부활’의 의미는 기독교에서의 부활(the Resurrection)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이 타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환생과 같은 의
미로 혼용되고 있다. 미쓰코는 그 ‘양파’가 거룩한 봉사를 하는 수녀들 안에도 환생해 있고 오쓰 안
에도 환생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환생들이 인간의 강 속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 곧  깊은 강

의 메타적 주제가 될 수 있다.

2. 재생의 강을 통한 종교 체험과 종교다원주의로의 귀착

강은 죽음과 탄생의 의미를 내포한다. 죽은 육신이 갠지스 강에 담김으로써 더 나은 다음 생을 받아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은 죽음이 주는 상실감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소베는 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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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 강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많은 죽음을 떠안은 강이 그것을 다음 세상으로 실어가고 있
음을 본다. 죽음을 포함한 탄생으로서의 물의 재생성은 이소베를 정화시키고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
님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주관적인 종교 체험이지만 궁극적인 신적 실재에 대한 다
양한 이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누마다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갠지스 강에서 해소된다. 하나인 듯 섞여 흐르는 그 강은 죽

음이라는 과정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기구치 또한 강 건너편 숲으로 야생 구관조를 날
려 보내는 행위를 통해 죽음을 생명으로 연계시킨다. 그들은 거기서 삶과 죽음이 함께 흘러가는 제

의를 경험했고 죽음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 수 있었다. 청

결과 부정(不淨), 성스러움과 속됨, 선악 간의 이분법적 사고도 무화되는 경험을 했다. 혼돈과 모순

을 포용해 주는 갠지스 강은 어머니였고 어머니 되시는 신의 이미지로 오버랩되며 모든 종교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거기에는 서양의 기독교가 주는 이질감과 거리감, 절대성과는

거리가 먼 초월적인 하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엔도는 혼돈을 포용하는 강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이

추구해오던 일본적 영성과 서구 기독교의 만남 혹은 서구 기독교의 일본적 변용이라는 과제를 심화
시킬 수 있었다.

강은 어머니로서의 존재이자 여성 이미지이다.  깊은 강  서문에는 흑인영가  <Deep  river>가 에피그
램으로 등장하는데 엔도의 종교다원주의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노래에는 깊은 강을 건
너 저 그리운 곳으로 가고 싶다는 믿음의 기원이 나온다. 흑인 노예들이 목화를 따면서 바라보는 미
시시피 강 저 너머란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너머를 뜻한다. 약속의 땅,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은유한

것이다. 강 건너 그곳은 노예라는 천대와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고향 혹은 피안이다. 유대인

들이 꿈꾸는 요단강과 흑인들이 꿈꾸는 미시시피 강의 중첩된 이미지는  깊은 강에서 갠지스 강으
로 이어진다. 인도인들에게 성스러운 갠지스 강은 인간과 동물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싸 안는 신
적 실재였다.

3. 구원과 성화로서의 은유적 성육신

기독교를 상향적 초월을 꿈꾸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면 힌두교 사상은 혼돈과 무질서를 잠재우는 하

향적 초월의 면모를 보여준다. 힌두교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귀일한다고 보는 보편주의적 종교관이
자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을 지닌다. 칼리 여신의 숭배자였던 라마크리슈나(Ramakrishna)는 수많
은 종교체험을 통하여 여러 종교가 궁극적으로 하나임을 깨달았다. 2) 그는 브라만은 유형, 무형 모두

로 존재하며 이 하나의 실재가 시대나 환경, 민족 등에 알맞은 형식과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다양

하게 현현시킨다고 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들은 하나의 진리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며 결국 동일한

목표에 이르는 여러 방법일 뿐이다. 다양한 종교현상들 그 자체는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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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여러 상이한 길들일 뿐이다. 종교다원주의 관점 역시 믿음은 종교의 외적 형태가 아니라
궁극적인 사랑의 화신으로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모든 종교는 전통이나 교리의 차이를 떠나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엔도의 힌두교에 대한 경도는 마하트마 간디의 어록집을 오쓰가 암기하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간

디 어록에 의하면, 모든 종교는 똑같은 신에게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전해져
왔기 때문에 불완전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 종교는 모두 동일한 지점에 모이고 통하는 다양한 길인

것인데 만일 도달하는 목적지가 같다면, 우리가 제각기 상이한 길을 더듬어간다 해도 별 상관이 없

지 않으냐는 것이다. 엔도는 간디나 예수를 신적 영감이 충만한 위대한 성자로 파악하고 있는데 오
쓰는 “예수에게 붙잡혔”(イエスにつかまつた 324)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준 ‘양파’의 일생에 대한
신뢰에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다.

“신은 다양한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유럽의 교회나 채플뿐만 아니라, 유대교도에게도 불교도에

게도 힌두교도에게도 신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계시며 각각의
종교에도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는 편이 진정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神は色々な顔を持ってをられる。ヨーロッパの教会やチャペルだけでなく、ユダヤ教徒にも仏

教の信徒のなかにもヒンズー教の信者にも神はをられると思います。[···] 神は幾つもの顔をもた
れ、それぞれの宗教にもかくれてをられる、と考えるほうが本当の対話と思うのです。｣ (264-65)

이와 같이 오쓰의 신 인식은 범신론적이고 다원주의적이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사제라고 말하지만

그의 생활과 사고는 힌두교의 포용정신과 다양한 신적 대상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에서 말
하는 그리스도(Χριστός ) 즉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배제한 채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한 것이

다. 엔도는 인간의 종교경험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과 어느 한 특정한 종교의 경험만이 궁극
적 실재와 접하고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오쓰의 고뇌는 엔도 자신의 고뇌이고 오쓰의 신 인식에 대한 변화 역시 엔도의 신 인식의 변화에 해
당한다. 엔도 슈사쿠는 거룩한 마리아와 고통에 찬 차문다 여신의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으며 신은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사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신은 사랑 그 자체로서 모
든 것을 용서하는 분이자 오쓰가 흠모하는 예수의 삶을 모성적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분이었다. 등

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을 오르는 예수의 모습은 인도인들의 돌팔매질을 대신 당해 사경을 헤
매는 오쓰의 모습이자 고통과 희생의 여신 차문다의 모습이기도 하다. 오쓰는 스데반의 순교행위(

행 7:54-60)와 같이 죽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때의 구원이란 종교다원주의 시각으로 말하
자면 신적 현존에 개방하고 응답한 인간으로서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성육한(incarnated) 것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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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는 자신이 추구하는 신적 실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종교다원주의에서 찾았고 존 힉(J. Hick)

을 통해 성육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힉은 종교인이 가지는 앎이란 그의 종교적

신념 안에서 자기 스스로와 자신의 모든 환경을 궁극적인 어떤 의미에 관련시키는 해석 행위로 보았

다(힉a 43). 이러한 그의 종교적 신념은 힌두교 전통의 지바(jiva) 즉 영혼이 반복적으로 육신을 입는
것과 비견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의 신적 인물들과 인류 역사의 많은 성자들도 다
양한 방식으로 성육신하여 신적 실재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았다.

성육신 사건을 하나의 상징이나 다원적 관점으로 해석할 경우 은유적 성육신(metaphorical incar-

nation) 개념이 탄생한다. 예수를 신적 영감이 충만한 위대한 예언자로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한 것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
게 전한 모범적 인물로서 성육신한 것이다. 참된 예언자들과 구루들은 그들이 구현한 도전적 진리를
거부하는 다른 신념체계를 가진 이들에 의해 순교를 당할 경우,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몸소 구현하
고 몸으로 살다가 성육한 것으로 해석한다.

엔도는 1984년 간디가 암살당한 사건을 시대적 배경으로 다루면서 간디가 종교적이며 인종적인 편

견을 가진 광신도에 의해 죽임 당한 사건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랑과 정의의 보편적 요구
를 가르쳐 온 간디가 성육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내비추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이어
받아 살면 우리들 안에 예수가 거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 부활의 표상이라는 논리이다. 그래서 성육

신 사건은 보편적으로 반복될 수 있고 다원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힌두교나 동방정교 또는 아
시아 제 종교에서 문화적 성육신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은유 기독론적 측면에서 예수는 인간의 삶을 살면서 신의 은총에 전적으로 호응하여 신의 의지를 행

사하며 살았던 존재의 언표이다. 위대한 종교 인물들은 각기 다른 그들의 방식으로 신적 실재에 응
답하면서 인간 삶의 이상을 ‘성육하였다’. 특히 오쓰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서 하나님의 현존에 응답하며 산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은유적 성육신으로 치환된다. 그

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죽음의 방식은 도덕적 힘을 넘은 한 거룩한 희생이 언어를 초월하는 방식으
로 인간에게 도전하고 인간을 고취하게끔 하는 상징이다. 그래서 오쓰는 인간의 삶이라는 깊은 강
에 띄워진 사랑의 등불이자 인간 성화의 표본이고 구원의 나팔수로 떠오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방

식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지시하는 예수의 비유인 동시에 구체적인 현현(manifestation)이라고 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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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나오며

엔도가 자신의 묘지에 함께 묻어달라고 했던 책은  침묵과  깊은 강 두 권이었다.  그만큼 엔도는 이 
두 소설에 애착을 가졌다는 뜻일 것이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작가적 상상력은  침묵에서는 순교와 
배교의 고통을 탄생시켰고  깊은 강에서는 환생과 성육이라는 초월적 신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침묵에서 로도리고는 예수를 부인했으나 자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교 사제라고 주장한다. 깊은 강

에서의 오쓰는 서구 기독교와는 다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은 여전히 가톨릭 사제라는 생각

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소설의 차이점은 전자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였고 후자는 믿음의
대상이 신적 실재 중심이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엔도는 말년에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신적 존재,

혹은 초월적인 신적 실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종교는 동일한 실재에 대한 다양
한 방식의 응답일 뿐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이었다.

문화적 환경적 차이에 따른 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은유로 이해하는 다원주의 신학은 예수의 성육

신 또한 은유적으로 받아들여 예수가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사랑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킨다. 각

시대 상황적 맥락 속에서 구원자로 간주되고 존경받는 인물 예컨대 잔다르크, 조지 워싱턴, 윈스턴

처칠, 간디 같은 인물의 성격과 역사적 역할을 전달할 때 그들의 행위는 효과적인 은유로 작용한다.

각각의 성육이란 각각의 신적인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엔도 슈사쿠는 [깊은 강]의 주인공 오쓰
를 통해 각각의 다른 이름들의 성육이 무수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본다. 예수를
본받은 오쓰의 성육은 일본인의 심성에 적합한 신의 문학적 원형으로 떠오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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